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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

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이 의료

이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한국의료패널의 2009년부터 2013년
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이

용은 총 의료비지출을 연간 83만원 정도 감소시켰으며 이는 대부분 외래의료비지출의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신체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항목별로는 기초적

인 일상생활을 위한 신체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요

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

다. 또한 노인의 자살충동을 13.5% 감소시킴으로써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의료의용과 신체기능 개선 및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지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이용, 신체기능, 자살충동, 고정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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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2%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에는 21%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증가는 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다.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전체 인구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

비는 10조 7371억원으로 29.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22조 2361억원으로 38.4%를 

차지했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부양은 가족에게도 큰 부

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다.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료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먼저 신체활동 등의 

어려움이 있던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의

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노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요양서비스

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건강이 개선되거나 유지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박노욱 외, 2011).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질병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치료에 대한 욕구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

만 두 욕구 사이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의료적 치료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노인이 과도한 의

료서비스 이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노인에게는 의료비부담으로 작용하고 사

회적으로는 불필요한 자원배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요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전종갑(2009)
의 제도시행 이후 1년간의 의료실태 이용을 분석한 연구와 2009년 1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총 의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정운숙 외(2015) 연구 등이 있다. 이러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총 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진료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는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는 감소하지

만 약제비는 증가하였다고 분석한 한남경 외(2013) 연구가 있으며 입원의료비는 감소하지만 

외래의료비와 약제비의 증가가 있다고 분석한 이호용 외(2015)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초기의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제도의 효과가 제대

로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제도 도입 이전 1년과 이후 1년의 의료이용

만을 비교하는데 그쳐 패널자료를 이용한 종단분석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또한 진료비

의 감소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비의 감소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법률 제13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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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건강수준 개선으로 인한 것인지 요양에 대한 욕구 충족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

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장기요양보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의 대한 상대적 

크기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의료비 감소가 노인의 요양에 대한 욕구 충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의 감소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에서 2013년간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

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편이를 줄였다. 또한 노인의 신체기능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요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함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된지 약 10년이 지

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제2장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후 제3

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결과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연간 총 의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

고 이를 진료형태별로 나누어 좀 더 엄밀한 분석을 한다. 더불어 의료이용횟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질적인 평가뿐 만 아니라 양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기능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후 신체기능 항목별로도 나누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5장을 마무리하며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

로 제6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전종갑

(2010)은 제도 시행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2)의 1년간의 의료이용 실태를 GEE회귀모

형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연간진료비는 640만원에서 574
만원으로 10.3%, 진료일수는 106.0일에서 95.8일로 9.6%감소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인 2008년 7월부터 1년간의 의료비 지출만을 분석하였기에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운숙 외(2015)는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의료비지출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에 비해 미인정자의 총 의료비지출이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진료비는 

5,449천원 증가하였다. 또한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인정자에 비해 미인정자는 87.31
일 증가하였고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

양서비스 미인정자의 높은 요양병원 이용률을 근거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미인정자에 대한 

적절한 요양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특성 

2) 인정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하며 서비스 이용자와 등급판정만 받고 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를 포괄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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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기요양 인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사용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호용 외(2015)는 2007년과 2012년 건강보험 자료와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

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절감효과를 이중차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총 의료비지출과 입원의료비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외래의료비와 약

제비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중 입원의료비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료적 치료가 아닌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입원

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대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박노욱(2011)은 2007년과 2009년 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집단과 미이용자 집단 간의 

의료비 변화를 성향점수매칭 방식을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총 의료비지출

의 경우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비해 418만원 적었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이용자 집단

의 입원의료비 증가는 미이용자 집단에 비해 약 468.6만원 적었으며 외래의료비는 28.9만원 

더 많이 증가하였고 약제비도 21.54만원 더 증가하였다. 
한남경 외(2013)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인천광역시의 전체 노인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집단과 미이용자 집단의 제도 도입 전후 1년간의 총 노인진료비를 이중

차이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연간 1인당 평균 총 노인진료비는 미이

용집단에 비해 61.85%감소하였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비가 91.65%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외래의료비는 13.93% 감소하였으며 약제비는 31.85%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의료서비스를 대체함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급여비의 감소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전국자료가 아닌 인천광

역시 자료만을 이용하였으며 제도 도입 이후 1년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

점이 있다.
살펴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총 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의료비의 경우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약제비

의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래의료비의 경우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지표로 신체기능 개선 및 삶의 질 개선을 분석한 연구

들을 살펴보자. 이태화 외(2012)는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

여 2008년~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건강기능상태 변화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재가급여 이용자는 신체적 기능, 행동변화, 재활욕구에서만 기능상태 호전을 

보였고 시설급여 이용자는 신체적 기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

처치욕구, 재활욕구 등 모든 기능 상태에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정 외(2011)는 2008년~200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상

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시행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집단이 된 가구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

용한 가구는 52개로서 환산된 수급비율은 1.75%에 그쳤다. 이는 2008년의 전체 노인장기요양 

수급비율이 2.7%임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추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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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er(2009)연구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비용이 1파운드 증가하면 의료비지출이 0.35파운드 감

소하여 재가서비스와 의료이용은 대체관계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Lichtenberg(2011)는 1998에서 2008년까지의 주 단위 고용률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재가서

비스 고용률의 성장이 높은 주는 병원 고용률의 성장이 낮았으며 재가서비스이용 비용의 성

장이 높은 주는 병원비용 성장이 낮았다. 또한 퇴원 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커질수

록 병원의 재원일수가 4.1%, 병원비용이 36%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재가서비스와 병원서비스 

이용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

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며 장기요양인정조사를 통해 장기요

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람이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

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인 복지용구로 매우 다양하다. 급여 인정자는 재

가 기관과 계약 하에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며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설급여는 크게 노

인의료복지시설인 장기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이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1인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

여 산정된다. 1인당 급여비용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

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의 경우 

1,196,900원, 2등급의 경우 1,054,300원, 3등급의 경우 981,100원이다.3) 
장기요양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1~3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

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

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실시한다. 인정조사는 심신상태를 나타내

는 52개 항목에 대한 필요한 도움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며 52개 항목은 크게 신체기능(12항
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치(9항목), 재활(10항목)로 이루어져있다.4) 인
정조사를 통해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이상 95점
미만 2등급, 60점이상 75점미만 3등급, 51점이상 60점미만 4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이상 51
점이면 5등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판정 결과 1,2등급자는 시설과 재가 급여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자는 재가 급여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은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5.58%정도가 신청했는데 2015년에는 8.89%로 신청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3) 등급별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설정되었으며 해당 한

도액은 2016년 기준이다. 

4) 신체기능에는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소변조절하기 등이 포함되며 인지기능은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등

이 포함된다. 또한 행동변화에는 망상, 환청, 환각, 도움에 저항 등이 포함되며 간호처치에는 기관지절개관 간

호, 욕창간호, 투석간호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재활에는 우(좌)측 상(하)지로 이루어진 운동장애 4항목과 

어깨관절, 발목관절 등으로 이루어진 관절제한 6항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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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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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65세 이상 신청인원 대비 1~3등급 판정비율 

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신청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08년에 65세 이상 남성 노인의 3.8%정도가 신청하였고 2015년에는 5.6%정도로 신청

비율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2008년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6.6%정도가 신청하였고 2015
년에는 10.9%로 남자의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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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65세 이상 신청인원 중 1~3등급 판정받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판정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급락하여 2015년에

는 신청인원의 35.8%만이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매년 여성에 비해 

남성의 판정비율이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65세 이상 남성 신청인원의 37.4%가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 여성 신청인원의 35.2%가 등급판정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

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다. 먼저 장기요양보

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15년 기준: 6.55%)을 곱하여 산정되며 국가는 매

년 예산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

에 지원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
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는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5%에 해당

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시설급여의 경우 2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다. 

Ⅳ. 자료와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의

료이용행태와 의료비 지출 규모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한 패널 데이터로서 현재 2008년부터 2013년도 설문데이터까지 제공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등급판정만 받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이 0원
을 초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설정된 노인장기요양서비

스 이용여부가 노인들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연간의료비지출액은 입원, 외래, 응급 의료이용 시 지출한 본인부담금과 처방약값

을 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이를 진료형태별로 나누어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처방약값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의료이용의 강도나 질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양적인 

분석을 위해 입원이용횟수, 입원일수, 외래이용횟수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신체활동 

기능개선 여부, 자살충동을 사용하였다. 먼저 신체활동 기능개선 변수는 옷입기, 세수하기, 목
욕하기, 식사하기, 침상에서 일어나기, 화장실사용, 대소변 조절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

요한 신체활동 기능에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이러한 신체기능 항목

은 장기요양인조사시 평가하는 신체기능 항목 12가지에 포함되는 기능이다.5) 마지막으로 “지
난 1년간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살충동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주요 설명변수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 이외에도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

5) 신체기능 12항목은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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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내용 
이용집단

표본수
미이용집단

표본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Panel A: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연간 의료비지출액 　 12.99(19.94) 162 9.12(15.06)  10,386  

입원의료비 　 7.71(18.94) 162 3.18(11.39)  10,400 

외래의료비 　 2.83(4.76) 162 3.90(7.40)  10,399 

처방약값 　 2.16(2.74) 162 1.93(2.33)  10,404 

입원이용횟수 　 0.81(1.82) 162 0.39(1.03)  10,404 

입원일수 　 22.62(68.51) 149 4.66(21.28)  10,249 

외래이용횟수 　 38.84(65.04) 162 34.60(36.34)  10,404 

Panel B: 삶의 질 추정변수

자살충동 　 18.18(0.38)  66 8.67(0.28)  9,602 

신체기능 도움 필요6) 18.40(0.38) 125 0.05(0.07)  10,108

옷입기 53.60(0.50) 125 1.80(0.13)  10,108

세수하기 44.80(0.49) 125 1.28(0.11)  10,108

목욕하기 77.60(0.41) 125 4.25(0.20)  10,108

식사하기 30.40(0.46) 125 0.91(0.09)  10,108

침상에서 일어나기 32.80(0.47) 125 0.90(0.09)  10,108

<표 1> 기초통계량

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구분하여 통제하였다. 먼저 인구,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나이, 가구소득(5분위), 경제활동여부를 사용하였으며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매우좋음, 좋음,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

는 건강하다, 나쁨, 매우나쁨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설정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 유무를 사용하여 신체건강을 통제하였다.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의료이용과 의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신건강을 대변

하는 변수로 우울감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최근 1년간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펐거나 불행했는지를 묻는 설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1을 부

여한 더미변수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요양 도움을 통제하고자 돌봄제공자 유

무와 하루평균 돌봄시간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통제하기 위

해 흡연여부,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일 수를 통제하였다. 
<표 1>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을 이용집단, 이용하지 않은 집단을 미이용집

단으로 분류하고 변수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자. 먼저 패널A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평균값부터 살펴보면 이용집단의 경우 연간 의

료비 지출액이 약 130만원이며 미이용집단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약 90만원으로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이 연간 40만원 정도의 의료비 지출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이용집단의 입원의료비가 미이용집단보다 40만원 정도 더 많았으며 

외래의료비의 경우 미이용집단이 10만원 정도의 지출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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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사용 45.60(0.50) 125 1.16(0.10)  10,108

대소변 조절 36.80(0.48) 125 1.14(0.10)  10,108

Panel C: 설명변수(1년 시차변수) 　 　 　 　

경제활동 　 0(0) 162 0.36(0.48)  10,373 

연간 의료이용횟수 　 40.80(61.65) 162 33.09(35.41)  10,373 

주관적 건강 　 0.06(0.25) 60 0.70(0.45)  7,136 

만성질환 유무 　 0.96(0.18) 162 0.92(0.26)  10,373 

우울감 　 0.31(0.46) 77 0.10(0.31)  9,752 

돌봄제공자 　 0.95(0.21) 162 0.14(0.35)  10,017 

돌봄시간 　 7.97(8.43) 162 0.46(2.23)  10,373 

흡연여부 　 0.08(0.28) 141 0.14(0.35)  10,252 

신체운동 　 0.01(0.16) 141 0.42(1.44)  10,252 

Panel D: 설명변수(해당연도)
연령 　 79.64(8.01) 162 74.78(5.59)  10,404 
성별 남성 40.74 66 43.33  4,508 

　 여성 59.26 96 56.67  5,896 

소득수준 1분위 32.72 53 42.98  4,472 

　 2분위 26.54 43 25.29  2,631 
　 3분위 18.52 30 15.58  1,621 
　 4분위 11.11 18 9.34  972 
　 5분위 11.11 18 6.81  708 

주: 신체운동은 일주일동안 격렬한 신체운동을 한 일수를 나타내며, 돌봄제공시간은 하루평균 값. 연간 의료비지

출액과 처방약값은 입원의료, 외래의료, 응급의료 값을 합친 것이며 단위는 십만원임. 자살충동, 경제활동, 돌봄

제공자,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 흡연여부, 우울감은 더미변수임. Panel B는 %단위다. Panel C에 Panel A의 

시차변수가 설명변수로 들어가지만, 기초통계량은 생략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이용을 나타내는 의료이용 횟수 및 입원일수를 살펴보자. 입원이용횟수의 

경우 두 집단 사이의 큰 차이가 없으나 입원일수의 경우 이용집단의 입원일수가 미이용집단

의 입원일수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

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장기입원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외래이용의 경우 이용집

단이 미이용집단에 비해 연 4회 정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패널B의 삶의 질 추정변수를 살펴보자. 자살충동은 이용집단의 18%가 자살하

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이용집단의 8%만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
로부터 신체기능 및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살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기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집단의 18.4%, 미이용집단의 0.05%로서 

약 4배정도의 차이가 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정조사에서 여러 항목 중 하

6) 신체기능 도움 필요는 아래의 7항목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시 평가하는 항목 중 신체기능에 해당하는 12가지 항

목에는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

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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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로 신체기능을 평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용집

단과 미이용집단의 비율 값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

용집단 중 목욕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77.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옷입기

(53.60%), 화장실사용(45.60%), 세수하기(44.80%) 등이었다. 반면 미이용집단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5%미만이었지만 그 중 목욕하기가 4.25%로 가장 높

았다. 
 다음으로 패널C의 설명변수 평균값을 살펴보자. 경제활동의 경우 이용집단은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반면 미이용집단은 36%가 경제활동을 했다고 응답했다. 연간의료

이용횟수는 입원의료, 외래의료, 응급의료 이용횟수를 합친 값으로서 이용집단은 약 41회, 미
이용집단은 약 33회였다.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이용집단의 경우 6%만이 본

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이용집단의 경우 70%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만성질환의 경우 두 집단 모두 90%이상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노인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한 우울감의 경우 이용집단의 31%가 우울하다

고 응답했으며 미이용집단의 경우 10%가 우울하다고 응답하였다. 
 돌봄제공자 유무에 대해 평균값을 살펴보자. 이용집단의 경우 95%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

다고 응답한 반면 미이용집단의 경우 14%만이 돌봄제공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하루 

평균 돌봄시간도 이용집단은 약 8시간인 반면 미이용집단은 1시간 미만이었다. 흡연의 경우 

이용집단의 8%가 흡연자이며 미이용집단의 14%가 흡연자이다. 일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운동

을 한 일 수를 묻는 신체운동의 경우 두 집단 모두 1일 미만으로 운동을 하는 날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패널D의 해당연도 연령, 성별, 소득수준 변수를 살펴보면 이용집단의 평균 연

령은 79세이며 미이용집단의 평균 연령은 74세였다. 성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남성보다 여성

이 많았다. 소득의 경우 두 집단 모두 1분위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집단의 

32.72%, 미이용집단의 42.98%가 소득 1분위에 해당하였다. 소득이 높은 5분위에서는 이용집

단은 11.11%, 미이용집단은 6.81%로 나타났다.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 및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삶의 질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한다. 건강관련 변수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라는 관측되지 않는 요인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년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

출, 삶의 질 변수를 설명변수로 통제(lagged dependent variable)하는 회귀분석 방법과 더불어 

패널 고정효과 모형(panel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한다. 모형은 다음과 같다.

 
위 식(1)에서   는 개인별 연간 의료비지출과 진료형태별 의료비지출, 의료이용횟수, 항

목별 신체기능, 자살충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차 종속변수를 사용하는 식(1)에서   는 

종속변수의 전년도 값을 나타낸다.7) 올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 작년 종속변수가 어떠하였는지를 보기 위하여 작년 값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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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인해 작년 값이 올해 종속변수에 항상 음의 영향을 끼치는 Nickell bias가 발생하게 

된다. 작년 값을 통제함으로 인해 분석의 유의성은 높아졌으나 모형 상의 bias가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주요 설명변수인   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를 나타내는 더

미변수이며   는 앞서 설명한 나이, 가구소득, 경제활동여부, 주관적 건강인식, 만성질환

유무, 우울감, 돌봄제공자유무, 돌봄시간, 흡연여부, 운동일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는 

개인고정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을 의미한다.  

Ⅴ.1 총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래의 <표 2>는 종속변수로 연간 의료비지출을 놓고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3)부터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가 의료비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경제적 특성변수만을 통제한 모형(1), 모형(2)와는 다르게 개인의 건강수준을 대변하는 변수

를 추가로 통제한 모형(3)을 보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연간 의료비 지출이 약 8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관련 변수를 추가로 통제

한 모형(4)에서는 약 2만원 더 감소하여 연간 의료비 지출을 약 83만 3천원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 변수를 추가로 통제한 모형(5)에서는 약 83만원으로 모형(4)의 결

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형(1)에서 모형(5)까지의 분석결과를 보면 작년 의료비지출이 많을수록 올해의 의료비지

출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년 의료비지출이 많을수록 올해 의료비지출도 놓을 것

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는 위에서 언급한 Nickell bias로서 항상 음의 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비지출이 증가하였다. 그 외의 다른 설명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건강변수, 돌봄변수, 건강관심변수를 추가로 통제할 때마

다 주요설명변수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가 의료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변수들은 분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형(5)의 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연간 의료비지출을 약 83만원 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표 1>의 이용자

의 평균 연간 의료비 지출이 약 1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63%정도의 의료비 지출 감소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비지출의 감소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감안하여도 감소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의 본인부담금

을 살펴보면 연 평균 약 11만원이었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약 12만원이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약 70만원의 의료비지출을 감소시

킨다고 볼 수 있다.   

7) 항목별 신체기능에 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값을 설명변수로 통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이용여

부와 신체기능간의 상당한 내생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순 회귀분석 결과 신체활동 기능은 노인장기요양서

비스 이용을 26.7%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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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연간 의료비지출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0.607 -0.469 -8.103**   -8.336**   -8.294**   

(1.7923) (1.7846) (3.3480) (3.3828) (3.3847

작년  

의료비지출

-0.177*** -0.190*** -0.287***  -0.287***  -0.287***  

(0.0118) (0.0119) (0.0157) (0.0157) (0.0157)

나이
0.893*** 0.917*** 0.973***  0.998***  1.004***  

(0.1180) (0.1193) (0.1913) (0.1929) (0.1938)

소득 2분위
　 1.359*** 0.599 0.605 0.591
　 (0.4964) (0.6556) (0.6585) (0.6586)

소득 3분위
　 1.290* 1.221 1.16 1.157
　 (0.6709) (0.9157) (0.9202) (0.9204)

소득 4분위
　 2.037** 0.967 0.982 0.998
　 (0.8439) (1.1661) (1.1703) (1.1703)

소득 5분위
　 1.266 1.089 1.036 1.035
　 (1.0787) (1.5524) (1.5663) (1.5670)

경제활동 
　 0.47 0.508 0.504 0.479
　 (0.5961) (0.7588) (0.7630) (0.7632

의료이용횟수
　 　 0.018 0.017 0.017
　 　 (0.0110) (0.0110) (0.0110)

주관적 건강인식
　 　 -0.179 -0.121 -0.129
　 　 (0.5111) (0.5131) (0.5131)

만성질환 보유
　 　 -0.51 -0.447 -0.392
　 　 (1.5262) (1.5425) (1.5429)

우울감
　 　 0.079 -0.005 -0.022

　 　 (0.6899) (0.6928) (0.6930)

돌봄제공자 
　 　 　 0.937 0.938
　 　 　 (0.7692) (0.7692)

돌봄시간
　 　 　 0.015 0.014
　 　 　 (0.1702) (0.1703)

흡연여부
　 　 　 　 -0.083
　 　 　 　 (1.3125)

신체운동
　 　 　 　 0.246
　 　 　 　 (0.1624)

상수항
-56.224*** -58.893*** -61.805***  -63.922***  -64.471***  

(8.8301) (8.9692) (14.3562) (14.4877) (14.5805)
표본수 10535 10535 7196 7171 7171

Adjusted  R-squared 0.3025 0.3020 0.5749 0.5758 0.5765

주: 종속변수인 연간 의료비지출액은 단위가 십만원임. 나이와 소득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설명변수는 전년도 값을 통제

함. *, **, ***은 각각 회귀계수가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연간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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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진료형태별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간의료비 지출을 진료형태별 의료비지출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의료비지출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처방약값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분석모형은 <표 2>의 모형(5)에서 통제한 변수와 동일하다. 아
래의 <표 3>의 결과를 보면 모형(1)의 입원의료비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연간 약 20만원의 입원의료비 감소가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다. 반면 모형(2)의 외래의료비의 경우 미이용자에 비해 이용자가 약 60만원 외래의

료비 지출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더
불어 모형(3)의 처방약값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약 6만원의 처방약값

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약 83만원의 연간 의료비지출 감소는 대부분이 외래

의료비의 감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의료비 감소액의 75%에 해당하는 60만원의 외래의료

비 감소는 의료치료에 대한 욕구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

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하여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형(2)의 외래의료비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래의료이용 횟수가 1회 증가할

수록 외래의료비는 약 2천원 증가하며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외래의료비는 약 5
천원 감소한다. 또한 돌봄제공자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외래의료비를 약 1
만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제공자가 있는 노인의 건강이 비교적 더 좋지 

않아서 외래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볼 수 있다. 
입원의료비의 감소를 보였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입원의료비에

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입원간의 관계는 입원의료비 뿐

만 아니라 입원일수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제3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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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처방약값

(1) (2)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2.362 -6.023*** -0.651**

(2.6653) (1.7011) (0.2541)

작년 의료비지출액
-0.315*** -0.275*** 0.055***
(0.0201) (0.0145) (0.0138)

나이
0.559*** 0.405*** 0.007
(0.1526) (0.0988) (0.0147)

소득 2분위
0.287 0.285 0.021

(0.5248) (0.3364) (0.0502)

소득 3분위
1.275* -0.269 0.105

(0.7323) (0.4701) (0.0701)

소득 4분위
0.710 0.056 0.207**

(0.9322) (0.5981) (0.0892)

소득 5분위
1.194 -0.511 0.222*

(1.2445) (0.8009) (0.1192)

경제활동 
0.788 -0.359 0.026

(0.6081) (0.3895) (0.0581)

의료이용횟수
-0.104 0.019*** -0.000

(0.2396) (0.0057) (0.0008)

주관적 건강인식
0.331 -0.530** 0.013

(0.4081) (0.2616) (0.0390)

만성질환 보유
-1.186 0.727 -0.147

(1.2294) (0.7886) (0.1179)

우울감
-0.089 -0.005 0.003

(0.5516) (0.3531) (0.0527)

돌봄제공자 
-0.019 0.914** 0.036

(0.6126) (0.3926) (0.0585)

돌봄시간
0.008 0.011 0.006

(0.1352) (0.0866) (0.0128)

흡연여부
0.088 -0.078 -0.012

(1.0433) (0.6709) (0.1001)

신체운동
0.138 0.089 0.002

(0.1295) (0.0829) (0.0123)
상수항 -37.773*** -26.225*** 1.393
　 (11.5213) (7.4396) (1.1108)

표본수 7165 7166 7171
Adjusted R-squared 0.4577 0.4577 0.5765

주: 나이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변수들은 전년도 값을 통제하였으며 (1)~(3)까지 작년 의료비지출액은 종

속변수의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의료비지출액과 의료이용횟수를 의미함. 종속변수와 전년도 종속변수의 단위

는 십만원임. *, **, ***은 각각 회귀계수가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진료형태별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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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진료형태별 의료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의 효과를 분

석하였다. 본 3절에서는 진료형태별 의료이용 횟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양적인 측면

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4>를 보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모형(3)의 외래이용횟수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입원이용횟수와 입원일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

는 앞선 3절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입원의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결

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외래이용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

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연간 약 13회 외래이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외래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외래이용횟수도 감소시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설명변수를 살펴보면 모형(1) 입원이용횟수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횟수가 증가한다. 또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 비해 2분위의 경우 입원일수

가 증가하지만 이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돌봄제공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입원이용횟수가 감소하는 반면 돌봄시간이 증가할수록 입원이

용횟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 입원일수와 모형(3) 외래이용횟수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입원일수가 증가하며 

외래이용을 2회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보유는 모형(2)의 입원일수에만 유

의미한 영향을 끼쳤는데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4일 정도 입원을 

오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입원의료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2절의 결과와 본 절에

서 살펴본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입원의료를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요

양에 목적을 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의 이용보다는 전문 의료진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치료

적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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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입원이용횟수 입월일수 외래이용횟수

(1) (2)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0.327 5.324 -13.578***

(0.2287) (4.5084) (4.7850)

작년 이용횟수/일
-0.284*** -0.216*** -0.063***
(0.0166) (0.0207) (0.0154)

나이
0.063*** 0.854*** 1.888***
(0.0131) (0.2293) (0.2780)

소득 2분위
0.076* 0.251 -0.951

(0.0452) (0.7879) (0.9460)

소득 3분위
0.093 1.656 -0.148

(0.0631) (1.0991) (1.3208)

소득 4분위
-0.010 1.557 0.069

(0.0803) (1.4017) (1.6813)

소득 5분위
0.110 0.082 2.801

(0.1073) (1.8772) (2.2449)

경제활동 
0.035 0.599 1.025

(0.0523) (0.9089) (1.0954)

주관적 건강인식
-0.023 0.495 0.376

(0.0351) (0.6147) (0.7359)

만성질환 보유
0.058 4.031** -3.545

(0.1060) (1.8424) (2.2186)

우울감
-0.000 -0.154 -0.804

(0.0474) (0.8341) (0.9926)

돌봄제공자 
-0.146*** -0.539 -1.494
(0.0527) (0.9376) (1.1022)

돌봄시간
0.031*** -0.085 -0.252
(0.0116) (0.2271) (0.2421)

흡연여부
0.107 -0.358 -0.991

(0.0899) (1.5955) (1.8848)

신체운동
0.017 0.081 0.055

(0.0111) (0.1928) (0.2334)
상수항 -4.356*** -64.054*** -98.724***
　 (0.9928) (17.2995) (20.9133)

표본수 7171 7081 7171
Adjusted R-squared 0.4807 0.5475 0.5600
종속변수 평균값 0.3813 4.6674 33.1927

(표준편차) (1.0312) ( 21.4466) (36.4224)
주: 나이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변수들은 전년도 값을 통제하였으며 (1)~(3)까지 작년 이용횟수와 

입원일은 종속변수의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이용횟수와 입원일을 의미함. *, **, ***은 각각 회귀계수

가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진료형태별 의료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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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4 신체활동기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인정조사를 통해서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

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들의 신체기능 개선 여부는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제도의 성과 및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요양인정조사는 조사관이 신청자 집에 방문하여 여러 신체기능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한 

후 점수를 부여한다. 반면 한국의료패널의 신체기능에 대한 응답은 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음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설문결과로서 이 둘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표 5>의 모형(1)의 종속변수인 신체활동 기능은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침상에서 일어나기, 화장실사용, 대소변조절 중에 적어도 1개 이상의 항목에 도움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이용은 신체기능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 비율을 12.9%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18.4%가 신체기능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12.9%의 감소는 약70%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신체활동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모형(2)부터 모형(8)은 신체활동 기능을 항목별로 살펴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

용으로 인해 개선효과가 있는 신체기능으로는 옷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대소변조절 기능

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이용자에 비해 도움이 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

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능의 개선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이용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능은 목욕하기, 침상에서 일어나기, 
화장실사용이다. 그 중 목욕하기는 10.9%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인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

스의 재가급여 중 하나인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목욕하기 기능에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주관적인 신체활동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가장 기본

적인 신체활동 기능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목욕하기, 침상에서 일어나기, 화장실사

용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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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신체활동

기능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침상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1) (2) (3) (4) (5) (6) (7) (8)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0.129*** -0.193*** -0.175*** 0.109*** -0.068*** 0.055*** 0.074*** -0.059***
(0.011) (0.022) (0.018) (0.034) (0.014) (0.017) (0.019) (0.019)

나이
0.002*** 0.005*** 0.003*** 0.011*** 0.002*** 0.002** 0.003*** 0.00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소득 2분위
-0.002 0.000 -0.000 0.001 -0.001 -0.000 -0.002 -0.004
(0.002) (0.004) (0.003) (0.006) (0.002) (0.003) (0.003) (0.003)

소득 3분위
0.004 0.003 0.004 0.007 0.004 0.006 0.003 0.003

(0.003) (0.006) (0.005) (0.009) (0.003) (0.004) (0.005) (0.005)

소득 4분위
0.008** 0.010 0.008 0.015 0.007 0.008 0.006 0.011

(0.004) (0.007) (0.006) (0.011) (0.005) (0.006) (0.006) (0.006)

소득 5분위
0.005 0.007 -0.002 0.014 0.004 -0.004 0.005 0.013

(0.005) (0.010) (0.008) (0.015) (0.006) (0.008) (0.008) (0.008)

경제활동 
0.005* 0.001 -0.000 0.007 0.005 0.004 0.003 0.005
(0.002) (0.005) (0.004) (0.007) (0.003) (0.003) (0.004) (0.004)

주관적 

건강인식

0.002 -0.006* -0.005*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0.003) (0.002) (0.005) (0.002) (0.002) (0.002) (0.002)

만성질환 보유
-0.011** -0.022** -0.013 -0.030* -0.010 -0.012 -0.013 -0.012
(0.005) (0.010) (0.008) (0.015) (0.006) (0.007) (0.008) (0.008)

우울감
-0.006** -0.017*** -0.016*** -0.004 -0.007** -0.012*** -0.005 -0.006

(0.002) (0.004) (0.003) (0.007) (0.002) (0.003) (0.003) (0.003)

돌봄제공자 
-0.007*** -0.009* 0.005 0.001 -0.013*** -0.007* 0.004 0.004

(0.002) (0.005) (0.004) (0.007) (0.003) (0.003) (0.004) (0.004)

돌봄시간
0.003*** 0.006*** -0.000 -0.011*** 0.006*** 0.002** -0.004***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흡연여부
0.000 -0.001 0.004 -0.003 0.013** 0.019*** -0.001 0.001

(0.004) (0.008) (0.007) (0.013) (0.005) (0.006) (0.007) (0.007)

신체운동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0.122** -0.309*** -0.214*** -0.784*** -0.155** -0.167** -0.218*** -0.225***

(0.050) (0.096) (0.079) (0.145) (0.061) (0.074) (0.081) (0.080)

표본수 7093 7093 7093 7093 7093 7093 7093 7093
Adjusted  
R-squared

0.5331 0.5435 0.5444 0.5560 0.5481 0.5689 0.5724 0.5756

주: 나이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변수들은 전년도 값을 통제하였으며 작년 신체활동 기능 변수는 통제하지 않았음. 
*, **, ***은 각각 회귀계수가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5>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신체활동기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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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5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전체 평균 자살률의 2

배에 달한다. 또한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인 12.0명과 비교하면 5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신체건강 뿐만 아

니라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제도의 성격상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재가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여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며 시설급여의 경

우도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여러 명의 노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과

의 교류가 노인의 자살충동으로 대변되는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봄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중 하나인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여부를 살펴보자.
<표 6>을 보면 모형(1)~모형(4)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자살충동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추가할수록 감소 효과가 커졌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형(4)를 보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충동이 13.5%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집단의 

평균 18%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자살충동 감소효과는 75%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 경제적 특성 변수만을 통제한 모형(2)에서 건강수준을 추

가로 통제한 모형(3)의 결과가 약 4%증가하였다. 따라서 건강변수의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영향을 주

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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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자살충동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0.093* -0.096* -0.134** -0.135**

(0.0513) (0.0513) (0.0630) (0.0636)

작년  자살충동
-0.161*** -0.161*** -0.293*** -0.294***

(0.0109) (0.0109) (0.0145) (0.0145)

나이
-0.008*** -0.009*** -0.001 -0.001

(0.0023) (0.0023) (0.0034) (0.0035)

소득 2분위
　 0.017* 0.012 0.012

　 (0.0097) (0.0120) (0.0121)

소득 3분위
　 -0.013 -0.015 -0.014
　 (0.0133) (0.0167) (0.0168)

소득 4분위
　 -0.017 -0.006 -0.005

　 (0.0169) (0.0214) (0.0215)

소득 5분위
　 -0.039* -0.041 -0.041

　 (0.0218) (0.0285) (0.0288)

경제활동 
　 -0.009 0.005 0.004

　 (0.0117) (0.0139) (0.0140)

주관적 건강인식
　 　 0.015 0.016*

　 　 (0.0093) (0.0094)

만성질환 보유
　 　 -0.013 -0.013
　 　 (0.0280) (0.0284)

우울감
　 　 0.018 0.017

　 　 (0.0131) (0.0132)

돌봄제공자 
　 　 　 0.013

　 　 　 (0.0142)

돌봄시간
　 　 　 -0.000
　 　 　 (0.0032)

흡연여부
　 　 　 -0.007
　 　 　 (0.0243)

신체운동
　 　 　 0.003
　 　 　 (0.0029)

상수항 0.708*** 0.754*** 0.201 0.182
　 (0.1740) (0.1769) (0.2603) (0.2647)

표본수 9366 9366 6900 6876
Adjusted  R-squared 0.3549 0.3535 0.4381 0.4394

주: 종속변수인 자살충동은 최근 1년간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더미

변수임.  *, **, ***은 각각 회귀계수가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6> 노인장기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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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함의
노인은 질병치료에 대한 욕구와 장애로 인한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두 욕구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노인에게는 의료비 부

담이 되며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요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경제수준에 비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미비하다

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인복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총 의료비지출을 감소시켰다. 진료형태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외래의료비지출과 처방약값에서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그 중 외래의료비지출은 총 

83만원의 의료비 지출감소 중 75%에 해당하는 60만원이 감소하였다. 더불어 양적인 측면에

서의 분석을 위해 진료형태별 의료이용횟수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원이용횟

수, 입원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외래이용

횟수를 연 13회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감소는 대

부분 외래의료이용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노인이 치료욕구와 요양욕구를 구분하지 못하여 과도하게 이용하던 외래의

료이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원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는 전문 의료진이 진료하는 요양병원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입원

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장기요양시

설의 환경개선, 장기요양기관 설립 기준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노인의 신체활동 기능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신체기능 항목

별로는 옷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대소변조절 등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의 개선이 있었다. 이로부터 의료적 치료가 목적이 아닌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이용자의 요양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과 종

합하여 생각한다면 의료비지출의 감소는 노인의 요양에 대한 욕구 충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노인의 자살충동을 미이용자에 비해 13.5% 감소

시켰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신체기능개선 뿐만 아니라 건강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 노인장

기요양이용을 확대시킨다면 농,어촌 지역의 높은 노인자살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

된다. 
이상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 시행 초기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에 비해 제도

가 정착된 시점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효과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노인의 신체기능 개선에 미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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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의 요양에 대한 욕구 충족을 확인함으로 인해 의료비지출 및 

의료이용 감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

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등급별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등급별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르고 월 한도액도 다르기 때문에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둘째,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의료의 

경우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입

원 대체가능성을 보다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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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quality of life

DASOM YOON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a social security system implemented

since 2008 with the aim of reducing the medical cos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s such as physical activity or

household activities to elderly people who are hard to carry out daily lif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quality of lif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Korean medical panel from 2009 to

2013 and analyzed using the panel fixed effects model. The results showed the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reduced total medical expenditure by 830,000 won

per year, which was mostly a decrease in out-patient spending. In addition, the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helped to improve physical function and the

improvement focuses on physical function of basic daily life.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meets the elderly's

need for nursing care, thereby reducing the medical expenditure due to

unnecessary medical use. In addition, by decreasing the suicidal impulse of the

elderly by 13.5%, long-term care services positively affected the mental health as

well as the physical health.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meets the need for nursing care by

analyzing medical utility, physical function improvement and mental health.

………………………………………

keywords : Long-term care insurance, Health care utilization,

Physiological skills, Suicidal impulse,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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